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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베어 다이 IGBT의

모놀리식 전류 및 온도 감지

온세미컨덕터는 자동차 견인 인버터용 고급 솔루션을 

개발하는 파워 모듈 제조사를 겨냥해 650V 자동차용 베

어 다이 IGBT를 공급하고 있다. IGBT 제품군 PCGAXX 

0T65DF8에는 160, 200 및 300 A용 버전들이 포함된

다. 모놀리식 온도 및 전류 감지 기능은 접합 온도 및 컬

렉터-에미터 전류를 직접 칩에서(On-chip)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기법은 칩에서 벗어난(Off-chip) 온도 및 전

류 감지에 비해 몇 가지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감지 회로를 설명하고, 하이브리드/전기차

(H/EV)의 견인 인버터에 대한 장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H/EV용 견인 인버터는 절연 파괴 전압이 650V 범위

인 전력 반도체 소자를 필요로 한다. 온세미컨덕터의 

AEC-Q101 자동차급 베어 다이 IGBT 신제품군은 현재 

및 차세대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및 배터리 전기차 용도로 설계된다. 이러한 차량을 간단

히 H/EV라고 칭한다.

온세미컨덕터의 자동차용 베어 다이 IGBT는 Field 

Stop Trench IGBT 기술의 3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 이 소자는 다양한 알루미늄 와이어 직경을 수용하

기 위해 게이트 패드의 크기와 위치 변경, 다이 크기 재

조정 및 절연 파괴 전압 조정과 같은 기능과 옵션이 추

가된 자동차급 표준에 적합한 소프트 패스트 복구 다이

오드와 조화롭게 잘 사용된다. 

200 및 300A의 세 가지 전류 정격을 가지며, 모놀리

식 온도 및 전류 감지 회로를 집적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로 사용된다. -40에서 +175℃까지의 접합 온도 범

위에 대해 650V의 절연 파괴 전압이 보장된다.

베어 다이 IGBT는 높은 수준의 전력 통합과 신뢰성, 

또는 특수 전력 상호 연결을 얻기 위해 자체적인 H/EV 

견인 인버터를 설계하는 파워 모듈 제조업체에게 적합

하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표준 모듈 제품보다 전력 한

계를 더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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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자의 도전과제

전력 반도체를 다룰 때 설계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전력 손실

•열 관리

•단락 회로, 과전류/과전압 및 초과 온도 보호

•전류 측정

전력 손실은 IGBT의 VCEon 값, 그 스위칭 거동(켜고  

끄는 시간)과 스위칭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러한 사항들은 IGBT 기술, 게이트 구동 회로, 패키지 

표류 인덕턴스 및 열 관리 시스템의 특성에 영향을 받

는다.

그런데 전력 손실은 최소화할 수만 있고 완전히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열 관리의 목표는 반도체로부터의 손

실에 의하여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열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리콘과 외부 세계 간의 열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다 진보된 파

워 모듈에서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면 냉각이 

결합된 전력소자의 상단과 하단에 소결 기법을 채택하

고 있다. 

설계자가 직면한 다음 문제는 초과 온도,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IGBT를 보호하는 것이다. 과전압은 적절

한 디자인으로 전류 경로의 표류 인덕턴스의 양을 조절

해 전류 변화율을 제어, 제한할 수 있다.

과전류 및 초과 온도는 전력 반도체의 수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제 시간

에 이를 탐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인버터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 모터 제어 시스템으로 전류를 측정해 

모터가 전달하는 전류 및 토크의 양을 제어할 수 있다.

온도 센싱

베어 다이 IGBT의 모놀리식 통합 온도 감지는 IGBT

와 동일한 다이에서 모놀리식 방식으로 제작된 폴리실

그림 1. 접합 온도 Tj에 따른 전압 강하 VF의 의존성

Tj (℃) 

3

2.5

2

1.5

1

0.5

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VF(V)

인더스트리 4.0을 견인하는 산업용 센서



2017. 4  127

자동차용 베어 다이 IGBT의 모놀리식 전류 및 온도 감지

리콘 다이오드 스트링의 순방향 전압 강하(VF)를 측정

해 이루어진다. 다이오드의 VF 값은 Tj에 대해 잘 알려

져 있고 선형 의존성을 나타낸다(식 1 및 그림 1). 모놀

리식 전류 감지 방법은 IGBT의 접합 온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온도센서는 다이오드를 정확한 정전류로 순방향 바

이어싱 해야 한다. 결과적인 전압 강하는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해 감지, 조절해야 한다. 온도 다이오드는 전

력소자와 함께 실리콘 위에 모놀리식으로 배치되기 때

문에 IGBT의 고전압 스위칭 노드에 용량성으로 결합된

다. 인터페이스 회로는 낮은 온도 의존성 VF 값을 읽

고, 스위칭 전압을 거부하며, 격리 장벽 양단에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설계해야 한다.

신호를 필터링하고 격리 장벽 양단에 이를 통과시키

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한 예는 절연 증폭기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잡음 스파이크로 발생하는 샘플링을 피하기 위하여 동

기 샘플링과 결합해야 한다. 온세미컨덕터는 그러한 인

터페이스의 설계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노트를 준비 

중이다.

전류 센싱

메인 IGBT와 병렬 연결된 소형 IGBT의 전류의 측정

값을 알고 있는 계수 인자와 곱하면 모놀리식 통합 전

류를 감지할 수 있다. IGBT는 소자의 상단에 있는 금

속화 영역을 통하여 병렬로 연결된 수천 개의 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형 IGBT는 전지의 나머지에서 분리

된 상태로 남겨진 이러한 전지의 일부를 대표하는데, 

전류 미러로 사용된다. 

전류 감지 기능의 기본 개념이 그림 2에 나타나 있

다. 별도 에미터는 외부 저항기(RS)에 연결되어 있는 

메인 컬렉터 전류(IS)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렇게 연결

하면 전압 강하가 유발되는데, 이는 감지 전류에 비례

한다. 감지 저항기 전압은 전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

며, 메인 컬렉터 전류(IC)를 알면 공식 2에 주어져 있는 

“감지 비율”(비율)이 계산된다. 

           

                   

                      

감지 저항기(RS)는 전류 팔로워 구성에서 감지 전류

를 직접 증폭해 감지 에미터 전압 바이어스를 제거하도

록 설계된 Op-amp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류 감지 비율은 온도에 의존하지만 접합 온도 감지

와 결합하는 경우 이 인터페이스가 접합 온도를 보상하

고, 메인 컬렉터 전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G

ES E

C

RS

IS

VS

VGE

VCE

IC

IC-IS

그림 2. 전류 감지 기능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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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어려운 과제는 전류 의존성을 수정하는 것이

다. 저전류가 전체 전류 범위의 10 퍼센트 이하 전류 

레벨로 간주될 때 저전류에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 

모놀리식 전류 감지의 주요 한계는 사실 저전류 레벨에

서의 정확도이다. 이는 다음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놀리식 전류 감지는 H/EV 인

버터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장 간단한 용도는 과전

류 보호인데, 비교기 회로로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불포화 보호 기능을 증가시키거

나 대체할 수 있다.

훨씬 더 어렵고 잠재적으로 가치가 높은 용도는 모터 

제어 분야인데, 이는 온다이(On-die) 온도 감지와 함

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회로 및 지능형 처리로 실현 

가능하다. 온세미컨덕터는 이 모놀리식 전류 감지 기능

의 응용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그림 3은 온다이 

전류 감지로 얻은 초기 결과이다.

그림 3. 온다이 전류 감지로 얻은 초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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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를 위한 베어 다이 배치

IGBT의 상부에 있는 온도 감지 및 전류 감지 패드를 

보여주는 베어 다이 배치의 예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모놀리식 통합 전류 감지 및 온도 감지 

회로는 파워 모듈에 사용되는 IGBT 및 추가 센서가 없

는 컬렉터 전류의 접합 온도의 측정에 가장 믿을 만한 

방법으로서 모듈 제조업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핵심 파라미터 감지를 단순화시키며, 부품 

개수를 줄여주는 동시에 위험한 작동 조건에서의 응답

을 빠르게 할 뿐 아니라, 접합 온도를 보다 정밀하게 

결정해 전력소자를 보다 더 신뢰도 있게 잘 활용하도

록 해준다. 인버터 제조업체 또는 차량 OEM은 이러한 

모든 특성을 통해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림 5. 2016, PCIM Europe에서 발표된 
베어 다이 IGBT 웨이퍼그림 4. IGBT 상부의 온도 및 전류 감지 패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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